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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회 아카데미상
2차 전의 아비규환과 16세기 국왕실에서의 로맨스.

14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<셰익스피어 인 러브>와 11개

부문에후보로오른<라이언일병구하기>의 결로좁혀

진 이번 아카데미상은 아카데미 원로원이 셰익스피어를

통해 자신들의 교양을 뽐낼 것이냐, 휴머니즘에 박수를

보낼 것이냐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 을 것이다.

그러나아카데미는두마리의토끼를동시에잡고자했고

결과는의외로싱거웠다. <셰익스피어인러브>가작품상

을, <라이언 일병 구하기>가 감독상을 사이좋게 나누어

가지면서(그리고 5할 의 수상 확률을 기록하며) <셰익

스피어인러브>는7개, <라이언일병구하기>는5개의아

카데미상을 거머쥐었다. <씬 레드 라인>과 <엘리자베스>

는 참패한 가운데 의외의 선전을 벌인 것은 제작사인 미

라맥스의 공동회장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지원사격을 받

으며남우주연상과외국어 화상을비롯한3개부문에서

아카데미를 거뭐쥔<인생은 아름다워>이다(특히 남우주

연상의 호명이 있었을 때 로베르토 베니니는 객석을 (

화속귀도처럼) 껑충껑충뛰어나와아탈리아어인지 어

인지 모를 말로 흥분하여 수다를 떨어댔다고). 여우주연

상 후보 던 <엘리자베스>의‘젊은 엘리자베스 케이트’

블랑체트는2시간여의열연으로도기네스팰트로우에게

려상을놓쳤지만, <셰익스피어인러브>의‘중년의엘

리자베스여왕’쥬디덴치는단8분의연기로여우조연상

을차지했다. 남우조연상은제프리러쉬와빌리밥손튼,

에드해리스, 로버트듀발을제치고<어플릭션>에서주정

뱅이아버지역을맡았던제임스코번이수상하 다. <라

이언일병구하기>의야누스카민스키는촬 상3회수상

이라는 광을안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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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는 충분치 않아
The World is Not
Enough 
감독 마이클앱티드

주연피어스브로스난, 소피마르소

마이클 앱티드가 19번째 007시리즈

의 메가폰을 잡았다. 제임스 본드인

피어스 브로스난의 상 역인 본드걸

로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다. 이번에

제임스 본드는 2000년 전야에 도시

에 설치되어 있는 폭탄을 해체해야만

한다. 악당 역은 <풀 몬티>의 로버트

칼라일이맡았다. 이번에도터키와스

페인등세계곳곳을돌아다니며로케

이션촬 이있을예정이라고한다. 

크로우 3
The Crow:Salvation
감독바라트날루리

주연에릭마비우스, 크리스텐던스트

<크로우 2>가 성공적인 반응을 얻지

못했지만 <크로우 3>(부제:구원)가

올 할로윈 시즌을 목표로 제작에 들

어갔다. 처음에는 그룹 화이트 좀비

의 멤버인 롭 좀비가 각본과 연출에

참여하기로 되어 있었고 <크로우:신

과 괴물들의 세계>라는 제목으로 제

작되어질예정이었으나그는따로독

립하여 <블랙 라이더 X>라는 화로

감독 데뷰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

다. 현재 감독은 <킬링 타임>의 바라

트날루리로알려져있다.  

디톡스
Detox 
감독짐길레스피

주연실베스터스탤론, 톰베린저

<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

있다>의짐길레스피의세번째 화는

액션 스릴러이다. 실베스터 스탤론은

97년 제임스 맨골드의 <캅 랜드>이후

(<개미>의 병장개미 위버의 목소리 연

기를제외하면) 2년만에다시스크린

에 모습을 드러낸다. 이번에 그가 맡

은역할은정신적충격을받은형사의

역할이다. 심리치료를 받던 그가 그와

함께치료를받던다른환자가연쇄살

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

지는이야기라고한다. 

세상의 종말
The End of the Days
감독피터하이암즈

주연아놀드슈왈츠제네거, 로빈터니

세기말. 뉴욕에 악마가 쇼핑을 하기

로 결심을 하고 내려온다. 그가 도착

하는 순간 세상은 종말을 맞는 것이

다. 전직 경찰이 이것을 막기 위해 나

선다. 악마는 가브리엘 번이 맡았고

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에 맞서 싸

우는 전직 경찰 역이다. <세상의 종말

>은 98년 6월부터 촬 을 시작하여

약 1억불 가랑의 예산으로 제작되고

있다.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

화의 감독을 결정했는데 그에게 피터

하이암즈를 추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

제임스카메론이다

제71회 아카데미상 결과

작품상 <셰익스피어인러브>

감독상스티븐스필버그 <라이언일병구하기>

남우주연상로베르토베니니 <인생은아름다워>

여우주연상기네스팰트로우 <셰익스피어인러브>

남우조연상제임스코번 <어플릭션>

여우조연상주디덴치 <세익스피어인러브>

촬 상 <라이언일병구하기>

각본상 <셰익스피어인러브>

각색상 <신과괴물>

편집상 <라이언일병구하기>

시각효과상 <천국보다아름다운>

주제가상 <이집트의왕자> ‘When You Believe’

의상상 <셰익스피어인러브>

명예상엘리아카잔

탈버그추모상노만주이슨

미션 임파서블 2
Mission Impossible 2
감독오우삼

주연톰크루즈, 빙라메스, 스티브잔

오우삼이 브라이언 드 팔마로부터 메

가폰을 이어받아 <미션 임파서블>의

속편을 만들기로 했다. 오우삼은 <페

이스오프>의시나리오를맡았던웨슬

리 스트릭을 포함한 6명의 시나리오

작가에게 본을 맡는데, 그 여섯 개

의 시나리오 중에서 아직 어떤 것을

선택할 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.

이제 큐브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톰

크루즈가전편에이어다시이안헌트

의 역을 맡았다. 이안 맥켈런, 로린

힐, 댄디 뉴튼이 톰 크루즈를 괴롭히

는악당역을맡을예정이라고한다. 

스크림 3
Scream 3
감독웨스크레이븐

주연니브캠벨, 커트니콕스

제이미 리 커티스의 교훈을 가슴 깊

이새겼는지‘비명의여왕’니브캠벨

은 자신은 <스크림>의 시드니로‘이

미지가 굳어지는 것이 싫다’며 또다

시 살인마에게 쫓기는 일 따위는 안

할 것처럼 공언하 지만 결국 그녀는

마음을 바꾸었다. 아직 캐스트가 완

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니브

캠벨과 커트니 콕스의 출연은 확정되

었다. 또다시 감독을 맡은 웨스 크레

이븐은 아무래도 <나이트메어>에서

‘다시는 쓰레기 같은 속편은 용서할

수없다!’고결심한듯하다.  


